
1928-1999

질서와무질서사이에서벌어지는 원한싸움에서, 그리고적어도장

면에육체성을부여하려고시도했던가장위 한극작가인셰익스

피어이래로, 큐브릭은끊임없이‘예의’라는사회적여과장치와체

험의 역할을 시험했다. <로리타>에서 <샤이닝>까지, 그 테마는 때

때로감정의폭발에의해현재적의미를갖는다. <배리린든> 혹은

<풀 메틀 자켓>에서, 서술방식에 구조를 제공하면서, 그에게 정당

성과힘을제공하면서, 그것은중심에있다. 그러나노골적으로거

의 명제가 되면서, 매우 쉽게 시선과 해석을 끌어다 붙이면서, 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스캔들적인 <시계태엽장치 오렌지>에서이다.

어떻게 폭력(순수한 상태로서의 무질서)이 약화되고 제어되며 더

나아가사회화에의해굴복될수있는가? 그렇다면폭력을질서에

굴복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인

가? 중심으로 향하는 주요한 격변과 함께, 화 구조 자체는 그러

한해석에 한손쉬운발판을남겨놓는다. 마술방망이로때릴때

처럼, 사회적인억제는하나의작품을만들고, 어떤삭제를논리적

인 가로 해서 통제된 공간에서 파괴된 충동을 통합한다. <샤이닝>

혹은<풀메틀자켓>에서, 등장인물들은전도된여정을완수하고, 규

율과훈련된상태는강제적인실행과같은것이상이아니며(니콜슨

이 을쓰는페이지들과해병들의기계적인제스추어), 현실이필연

적으로폭발하기전에, 그것들은말그 로손안에서폭발한다. <시

계태엽장치 오렌지>의 간수와 <풀 메틀 자켓>의 교관의 유사성은 명

백하다. 그들의똑같은고함치는방식, 똑같이‘Yes, sir’라는그들의

주입을 확인하는 것은, 폭력에서 질서로의 이행과 그것의 묘사가 큐

브릭 화의 가장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것

에서다른것으로변화하는것을가리킨다.

그러나폭력은정돈되면서약화되지는않는다. 그것은형태를바꿀

뿐이다. 그것은 폭력에 한 정기적인 토론을 야기시키는 현 화

의 많은 주제를 뛰어넘은 큐브릭적인 주제의 복잡함이다. 실제로 거

의 모든 큐브릭 화에서, 개인적인 폭력과 제도적인 폭력은 나란히

가는것이다. 만약그것들이서로의희생

자를만들어낸다면, 어떤것이똑같은고

통의 유형을 발생시키지 않겠는가. 그리

고 바로 여기서 질서와 무질서의 질문이

제기되고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양심

의문제로연결된다. <시계태엽장치오렌

지>의 알렉스는 자신만의 무질서에 서로

서로를 복종하게 한다. 전쟁, 밤, 싸움은

하나가된다. 그것들을구별하고‘이해하

기’위해서 규칙이 세워진다. 그것들은

폭력과 항할 준비를 하고 감정의 폭발

을저지하는것을허용한다. 규칙은그것

들을 이동시킬 뿐이다. 그렇게 큐브릭에

서어떤개인적인경험도다른모델로바

꾸어질 수 없고, 또 다른 화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칭적인 구축은 속임수일

뿐이며, 혹은더정확하게는다른면에서

시계태엽장치 오렌지

문명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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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의속삭이는나레이션은알렉스의내면에자리잡은폭력과욕망의오딧세이로관객을이끈다

큐브릭은 화라는드넓은우주위에서끝없는모험을되풀이하는테크놀로지의철학자이다. 폭력은그에게있어문명의효과

이고불가분의촉매제이다. 무질서를바로잡는폭력으로서의문명은그렇기때문에그에게있어서중요한사유의 상이다. 폭력

에서질서로의이행또는순수한폭력과야만이어떻게파괴하기를멈추고스스로를규제해나가는가.



불가능한 상응의 거짓된 모델을 만들게 되는 장치이다. <풀 메틀 자

켓>처럼, <시계태엽장치 오렌지>의 끝부분과 마지막 사와 쇼트는

폭력이란관점에서질서가무엇으로이루어졌는가를보여주고, 무질

서를 제거하지 않으며, 그것을 바꾸지도 않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군인은 죽이는 것을‘배우지’않고 마찬가지로 알렉스도 그것을 포

기하는것을배우지않는다. 

그 미장센의 쇼트에 해서, 큐브릭의 힘은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

(mises en ordre)을수반하고, 그것을동시에그의이야기서술의중

심에 놓인 그룹들에게 억제와 동등한 미학을 제공한다. 거기에서부

터우리가그의 화에서이해하기힘든<배리린든>의18세기의부

자연한꾸밈이존재하고, <풀메틀자켓>의모호함이없는훈련의과

격함이 존재한다. 또한 거기에서부터 <시계태엽장치 오렌지>에서

‘Droogs’들의고통스럽고이상한옷차림이존재한다. 형식적인억제

와큐브릭의 화들의완성은어느정도는질서이다. 그가이야기의

중심에위치한그폭력을보는것을우리에게제공하는것은강제된

질서와 정리 덕분이다. 그리고 그것은‘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는

‘기계장치’에서기인한것처럼보인다. 페라라가묘사하는<퓨너럴>

과<블랙아웃>의폭력과비교한다면, 그 화에서그것은폭력을만

들어내는 문화적인 시스템인데, 하나는 이탈리아갱의 기억으로, 또

다른것에서는표면을매끈하게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것은자주

말해지듯이알렉스가고백하고강간하고죽이는것을허용하는자유

의커다란실행은아니다. 그것은 자그 로기계화되고공들여만

들어지고객관화된형태화(mise en forme)이다. 알렉스의방에서큐

브릭이 펼쳐보이는 예외적인 몽타쥬는, 베토벤이 그려진 포스터와

가시가박힌관을쓴예수의작은상( ) 위에서, 서양에서의음악적

인 조직의 정점 중의 하나가 되는 교향곡

에의해리듬이부여된다. 그몽타쥬는자

연적이고 비질서화된 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가장 복잡한 형상

과 인물들에 의해 풍요로워진 순수한 기

교이고 통제이다. 마찬가지로 리전시 극

장에서의 싸움판에 해서, 그 싸움에

해서롯시니는그자신의‘템포’를부여했

고, 여전히 완만하지만 정교하게 그려지

는 발레 속에서 질서를 갖고 작동하는 것

은싸움이다.  

그의 리자와 민주적인 제도의 중개에

의해서, 사회가 바람직한 질서를 배치하

기전에, 우리의눈에보이는폭력은이미

문명화되어 있고, 문화적인 메커니즘과

참조틀에서 그 자양분을 얻고 있다. 폭력

의‘미학화’가문제되는것이아니라바로

‘사회화’가중요하다. 그것은우리가보게

되는 방식이 얼마나 베토벤의 음악 속에서, 그리스도적인 이야

기에서, 기본적이고 구성적인 것으로서의 예술과 재현 속에서

존재하느냐이다. 알렉스가여는서랍은뱀을담고있고역시회

중시계도담고있다. 오늘날어느것이가장효과적인폭력을나

오게하는가?

(페라라처럼) 큐브릭도 시선을 제기하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

해서 자발성이 진실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는 순진함에 절 로

양보하지않는다. 진실은, 우리의사교성이라는틀을통해서폭

력을경험하는것이고, 그것이어떤것이든지, 순수한감정의폭

발처럼그것을인식하는것은, 재현과이미지의 역에서, 일종

의사기이다. 

실제로우리가알렉스를냉혈한인동시에희생자라고지적하는것

은 같은 집 안에 있는 같은 이미지이다. 똑같은 음악은 그를 즐겁게

하기도하고고통을주기도한다. 그것은그두가지장치를쌍방모

두에게 돌려보낸 단조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과 손쉬운 표준화의 추

구속에있는것이아니라, 반 로기교와사회적이고문화적인사실

에서출발한불가능성의증명이다. 말하자면약하게만드는것, 그것

은무질서와폭력에 한시선의모든문제이다. 마치무질서가폭력

을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충동을 넘어선

다. 마치모든폭력이실제로질서의힘을나타내는것처럼. 

POSITIFc

폭력은정돈되지만결코소멸하지않는다

질서와무질서사이에서폭력은어떤식으로자신의존재를규정하는가. <시계태엽장치오렌지>

욕망을불러일으키는기재는과장되고강화되어무기가된다. 섹스와폭력의기이한결합


